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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최근 몇 년간 대기 오염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환경 역학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호흡기계, 심혈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및 폐암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주목 받았다. 최근

의 연구에서 대기 오염은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인자로 밝혀졌고, 신경 및 인지기능의 저하에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증거들도 발견되었다. 노약자나 임산부는 대기오염에 특히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발달 중인 장기들이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특히 태아가 대기 오염 독소에 쉽게 영

향을 받는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 가설은 분자 단위 연구에서 확실히 규명된 사실인 산모의 

담배 연기 노출이 혈관계 손상을 야기한다는 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0여 년 이상 여

러 종류의 대기 오염 물질(NO2, SO2, CO, O3, PM10)에 대한 산모 노출과 부정적인 예후(LBW, 

SGA, PTB)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PTB, LBW, SGA는 신생아 

건강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고 이들은 증가된 신생아 사망률, mortality, 성인에 있어서 

만성 질환(고혈압, 관상동맥심장질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의 위험과 관계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비록 이러한 결과의 일부만이 대기 오염원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대기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공중 보건에 중요한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은 오염원 노출과 임신의 나쁜 예후 사이에 통계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들이 남아있다.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들의 디자인과 설정이 다

양하기 때문에 본 주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과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각 오염원에서 노출에 취약한 

범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식에서의 여러 중요한 간극들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

아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는 없었으며, 시골이나 낮은 밀도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 오염이 북쪽 이탈리아의 지역인 Como에

서의 출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함으로써 이 분야의 지식을 보다 확장시키는 데 있다.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연구집단(Study Population)

본 연구의 데이터는 Como 지역에서 수집되었다. Como 지역에 위치한 도시에는 85,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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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전역에는 600,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골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총 44,541명의 출생 

기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National Birth Certificate Database(CEDAP)에서 얻은 출생 증명 정보가 재태연령, 태아

성별, 생년월일, 출산력, 모체연령, 교육수준, 사회경제수준 등의 공변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

었다. 우리의 관심사는 정상 태아 성장에 있기에, 단일아가 아닌 672명과 선천적 기형아 129명

을 배제하였다. 또한 대기오염관측소(AQMS)에서 5 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들만 연구

에 포함하였다. 이 거리는 실외오염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이 증명

된 거리이다. AQMS로부터 5 km 이상 떨어진 28,776명을 배제하였다. 선택된 출산아들은 750 

g-4,000 g(1,574명 제외), gestational age 22주-42주(14명 제외), 모체 연령 16세-45세(60명 

제외)로 제한되었다. 출산아의 체중이 4,000 g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개 모체의 만성적인 문제

(당뇨, 비만, 유전적 소인)로 인한 것이고, 750 g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기오염만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배제 과정이 끝난 후, 27,128명의 만삭아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태아

와 모체의 특성에 관하여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Infant and Maternal Characteristicw by Outcomes, 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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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할당(Exposure Assignment)

이탈리아 환경 보호 기관(Ital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PRA)으로부터 얻은 

주변 대기 오염 데이터와 Como에 위치한 6개의 관측소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NOx, 

NO2, SO2, CO, O3에 대한 매시간마다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PM10의 수치(

입자의 크기가 10 ㎛ 이하인 미세먼지를 말한다. 국가에서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50 ㎍/㎥, 24시

간 평균 100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포함되어 제공된다. 이러한 측정값들은 각 오염

물질과 time window에 대한 수학적인 계산

에 사용된다. 전체 연구 기간 동안 관측소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모든 AQMS

가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8년간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각 임신분기와 

전체 임신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1분

기 평균에서는 최소 90일 중 68일 이상 사용 

가능한 측정치들이 있어야 한다<표 2>.

분석적 접근법(Analytical Approach)

공기 오염도가 출생체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하여 2분법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사용

되었다. PTB는 임신 37주전의 출생으로 정의한다. LBW는 37주 이후에 태어나고 2,500 g 이하

의 무게를 지닌 영아로 정의한다. SGA는 성별과 임신 주수를 고려하였을 때 체중이 10퍼센타일 

이하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후 분석은 이탈리아 신생아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은 성장 곡선에 대

한 최근 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번 실험의 노출 모델은 모든 관측소의 모인 데이터에 의

해 만들어졌다. 오염원 노출은 사분위수로 표시되게 된다. 각 결과에 대한 보정오즈비(AORs)와 

95% 신뢰구간(CIs)은 첫 번째 사분위수에 대한 마지막 사분위수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출생체중

과 임신기간 역시 선형 다변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되었고, 이 때 고려된 time window에서 매

일 몇 g이 변화하였는지 오염원 노출 레벨과 연관하여 연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졌다. 임신 40주 

이전의 유도분만이나 c-sec이 이루어진 출생은 임신 기간에 대기 오염보다 몇 배 이상 강한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임신과 출생체중에 있어서 알려졌거나 예상되는 공변수들

은 각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혼란변수일 때 보정되었다.

<표 2>   Births for Which Exposur Data Were Available for At Least 
75% of the Days in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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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에는 모든 공통된 공변수인 임신 주수, 태아 성별, 출산력(0, 1, 그 이상), 산모 연령 (<20, 

20-24, 25-29, 30-34, 35세 이상), 산모 교육 수준(<9, 9-12, >12년), 그리고 사회경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부모의 소득(고, 중, 저)이 사용되었다. 사회경제수준은 불건전한 생활습관인 부

적절한 식이요법, 음주와 흡연의 증가, 의료이용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출생 기록의 계절적 

영향이나 사회 특이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분만시의 계절 변수가 추가되었

다. 로지스틱과 선형 모델 분석은 각 분기와 전체 임신 기간에 대해서 각각 실행되었다.

윤리적 측면(Ethical Aspects)

이 연구는 관찰 연구이다. 모든 데이터세트는 공개적이거나 Como 지역 건강 기관인 

LHA(Local Health Authority)에 속해 있다. 이번 연구에 있어서, Como LHA의 관리자가 익명

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었다.

결과(RESULTS)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의 출생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인구집단은 전체 계절에 균

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산모의 나이와 교육수준 그리고 서로 다른 수입까지 나타내고 있다. 대

부분의 산모는 30세부터 34세이며,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절반의 넘는 이들이 초산모이다.

정상 출생체중 영아에 비해 조기출산아가 첫 번째 아이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58.7% vs 

52.1%) 더 낮은 수입과 교육수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BW 아이는 여아인 경향이 컸으며(60.7% vs 49.9%), 첫 번째 아이인 경향이 컸고, 모체의 교

육수준이 낮았다. 

SGA의 경우에는 남아(54.7% vs 50.1%)가 여름에 태어났으며, 모체의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오염 물질 노출(Air Pollutant Exposures)

6개 중 5개의 AQMS가 20,000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위치하였고 6번째 AQMS는 Como

에 위치하였다. 1사분위수와 4사분위수의 오염 정도는 <표 3>에 나타나있다. 결과 데이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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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Lombardy values로 일관되게 작성되었다. 지난 10년간 SO2와 CO의 농도는 European 

air quality guidelines에 추천된 농도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O3, NOx, PM10은 때때로 위의 가

이드라인의 목표치를 넘겼는데 이는 자동차 배출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NOx와 

PM10은 Como 지역에서 평균 10 mg/m3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기술들

이 적용되고 자동차엔진에 새로운 규제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결과이다. 이러한 점진적

인 감소는 다른 연구에서도 서술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데이터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염 물질과 출생 결과 간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 모델(Statistical Model of the Associations 

Between Pollutatnts and Birth Outcomes)

<표 4>에는 임신 중 산모의 대기오염 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분석한 출생 결과값(PTB, LBW, 

SGA)의 보정 오즈비가 나열되어 있다. 

<표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g of Air pollutant Concentration per Quartile and Trimester of Exposure

<표 4>   Adjusted Odds Ratio (First Quartile vs Last Quartile of Exposure to Pollutants) and 95% Confidence Interval (95%CI) for 
Entire Pregnancy for Preterm (PTB), Term Low Birth Weight (LBW), and 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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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농도의 SO2(9개월 평균 2.5 mg/m3)에 노출된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농도에 노출된 경우

(5.5 mg/m3)에 확연하게 조기 분만할 위험도(OR of 0.74(95% CI=0.58–0.95))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CO(1.8 mg/m3)에 노출된 산모가 낮은 CO(0.7 mg/m3)에 대해서 더 

낮은 오즈비(0.84(95% CI=0.72–0.99))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인 의미는 교란

변수를 고려하기 전인 raw 데이터에서도 나타났었다.

다른 임신의 time window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들이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임신분기에 특

이적인 대기오염원 노출의 위험도에 대한 분석은 2분기에서 NO에 노출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AOR=1.53, 95% CI=1.25–1.87) SO2와 O3의 1분기에서의 노출은 각

각 조산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ORs of 0.75(95% CI=0.58–0.96) 

and 0.55(95% CI=0.34–0.91))

LBW의 위험도 증가가 의미 있게 나타난 경우는 3분기에서 높은 농도의 PM10에 노출된 경우

였다.(AOR=1.44, 95% CI=1.03–2.02).

낮은 농도(26.0 mg/m3)의 NO가 모체에 노출된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농도(115.8 mg/m3) 로 

3분기에 노출된 경우에 SGA를 가질 위험도가 낮아졌다. (AOR=0.89, 95% CI=0.79–0.99)

<표 5>   Adjusted Odds Ratio (First Quartile vs Last Quartile of Exposure to Pollutants) and 95% Confidence Interval (95%CI) for 
Each Trimester of Exposure for Preterm (PTB), Term Low Birth Weight (LBW), and 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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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분만과 관련하여 2분기에 NO가 노출되었던 데이터와 LBW와 관련하여 3분기에서의 

PM10 노출에 대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임신분기 특이적인 데이터들은 보정하기 전에도 통계적

으로 의미가 있었다.

공변수만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산모 연령과 낮은 사회경제수준이 조산을 예측하는 인자로 

고려되었고, 이전의 임신력은 이러한 조산과 LBW에 대한 보호 인자로서 작용하였다. 조산에 있

어서 영아의 성별이나 계절에 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LBW의 경우에는 여아에서 

더 높은 위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단일 오염원에 대한 노출이 출생체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결과

는 대기오염물질 노출 10단위 당 gram으로 표현되었다. (CO만 mg/m3, 나머지는 10 µg/m3로 나

타냄) 출생체중의 경우 보정하였음에도 통계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2>는 다양한 exposure window에서 오염원과 임신기간 사이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선형

모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들은 각 오염원 10-unit당 날짜로 표현되었다. 이 모델은 단

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모든 교란변수에 대해서 보정되었다. 산모 

연령은 임신기간과 반비례 관계를 보인 것에 비해, 더 나은 사회경제수준과 오랜 교육기간은 임

신기간을 더 길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보정된 모델은 PM10이 임신기간을 조금 증가시킨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exposure windows에는 전체 임신과 1, 2분기가 포함되었다. 같

<그림 1>   Results of the linear model: estimated variation in weight (gram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95% CIs) for every   
10 pollutant-unit by exposure period. Adjusted for: gestational age, infant sex, parity, maternal age and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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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ime window 동안, SO2에 대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모가 높은 농도의 이런 오

염원들에 노출되면 이는 다른 모체에 비해 오랜 임신 기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같은 효과가 

CO의 1분기 노출에서도 나타났다. 이 효과는 SO2와 CO 노출이 PM10 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임신기간 증가가 NOx의 1분기에서의 노출과 연관되었음이 나타났

으며, O3의 1분기에서의 노출은 약간의 임신기간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0에 

가깝고 전체 임신의 time window에서의 일치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찰(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 오염이 시골지역에서 특히 이탈리아와 Como지역에서의 출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목적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재 나

와있는 여러 과학적 데이터들의 결과와 맥락을 비교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관심 지역에서 8년 간의 모든 출산을 분석하였고, 오염원에 노출된 정도와 가능한 교란변수들에 

대하여 데이터를 교차 연결하였다.

대기오염은 이탈리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 분야에 새

<그림 2>   Results of the linear model: estimated variation in duration of the pregnancy (day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95% 
CIs) for every 10 pollutant-unit by exposure period. Adjusted for maternal age, ducation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aAdjusted for: maternal age and education level. bAdjusted for: livery season, maternal age and education level. 
cAdjusted for: delivery season, maternal age, education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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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첫 출생 코호트 연구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유일한 이탈리아 연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특히 특정 도시화 상황에 대한) 체계적 문헌 연구뿐이다. 출생 증명서에서 정기적

으로 수집되지 않는 공변수(식이습관, 산모 키, 임신 중 늘어난 몸무게, 음주, 흡연)가 지역에 따

라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생활양식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경제수준의 일관된 차이 역시 대도

시와 농촌을 비교할 때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소한 영향을 확인할 때 특히 중요하며, 

다른 기준 특성을 가진 인구를 비교할 때 생기는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의 상충되는 결과를 설

명하게 해준다. 거주지에 따른 교란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목표 인구집단

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오염물질 노출과 관계 있다고 알려진 모든 출생 결과(PTB, LBW, SGA)

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출산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영향

을 가정하여 임신기간을 독립된 결과로써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분기에 오염물질(특히 SO2나 

CO)에 노출되는 경우 출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화스트레스 조건하에 생성되는 활성 황

류는 2nd-generation 반응성 물질로 빠르게 산화되고 thiol 단백질과 효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 각각을 산화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

다. 항산화물질/효소들에 작용하는 이들은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은 성장과 발

달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SO2와 CO 사이에 시너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methemoglobin 농도의 증가와 모체의 저산소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태아는 더 

긴 제태기간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의 손상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에서 모든 다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기존의 논문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하

였다. 예를 들어 3분기에서의 PM10에 대한 노출이 LBW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보여졌다. 이 

결과는 흡연의 발병 메커니즘 가설과 일치한다. 작은 혈관에 대한 독성은 주로 3분기에서 나타난

다. 이 기간은 태아의 체중증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하다. SGA 결과 혹은 체중의 

선형모델 측정에 대해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이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제한적

인 샘플 수로 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여러 해 동안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지역에서 피

할 수 없는 설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의 성장 곡선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지면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서 우리의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와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개개인의 노출을 측정한 AQMS에 기반한 데이

터는 직업적인 노출이나 실내 활동 패턴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 오염원 노출

의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여성의 활동시간 패턴이 고려되지 않아, 노출의 오분류 또한 발

생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 당시의 거주지에서의 출생 증명서는 직장 문제로 인해 임신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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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한 여성의 경우를 잘못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출생체중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몇몇 산모의 상태(당뇨, 고혈압, 체중 변화, 심혈관계 질환, 전자간증 등)에 대한 것

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수의 교란변수들은 전향적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수집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교정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나 체계적 문헌 고찰은 관심 영역의 도시화 배경과, 도시화가 거

주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임신 초기 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잠재적인 

부작용은 임신 기간이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서 별도의 결과로써 채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Conclusions)

Como 지역에서 얻은 데이터 분석은 시골 지역에서의 공기 오염(도시나 산업화된 곳 역시 마

찬가지)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SO2와 CO는 분만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 재태기간은 산모의 hypoxemic-hypoxic damage를 보상하기 위

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을 뒷받침할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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